
toraya トラヤ 【tax free】 
japanese traditional confectionery japanese teppanyaki cuisine iPhone repair

jukuseiniku okonomiyaki kakomu   熟成肉 お好み焼き 囲 iPROCARE  アイプロケア

○긴 자선 · 마루노 우치선 「아카사카 미쓰 케 역」하차 1 0 번 

출구 도보 1 분

   11번 출구 도보 2 분

○한조 몬선 「나가 타초 역」하차 8 번 출구 직통

○난 보쿠선 「나가 타초 역」하차 9 번 출구 도보 3 분

기차

○시부야 방면 부터

 아오야마 거리 「아카사카 미츠 케」 교차로 에서 우회전

○수도 고속도로 ' 가스 미가 세키 부터

 롯폰기 거리 「저수지」교차로 에서 우회전 . 바깥 해자 대로 들어가 

자동차

TOKYU PLAZA지도

전화통역

1 전화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코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장면에서 이용 하실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카드

2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카드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외화환전기

3 아카사카호텔도큐내•로비에 24시간 대응 

가능한 외화 환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급가능한통화 8종류를 일본 엔으로, 

간단한 화면 조작만으로 환전 하실 수 있습니다.

 (삽입외화와 지출 엔 대액 계산서를 인쇄•발행하겠습니다)

리무진버스

4 공항 액세스에 좋은 리무진버스...

큰 짐은 맡겨서 탑승이 가능하고 좌석은 정원제

(예약필수)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급가능통화］

미국달러(USD),유로(EUR),중국위안(CNY),대한민국원(KRW),

캐나다달러(CAD),호주달러(AUD),영국파운드(GBP),홍콩달러(HKD)

〒100-0014  도쿄도 치요다 구 나가다쵸 2 -14 -3 
※정보 는 2015 년 8 월 시점

http://akasaka.tokyu-plaza.com

산노 히에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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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사카 어용 지역

Big camera

아카사카 미츠 케 교차점

도라노몬방면 긴자방면 저수지산노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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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saka excel hotel Tokyu
FLOOR GUIDE

플로어 가이드

natural balance ナチュラルバランス 

중국 전통 의학을 기본으로 한 최고의 릴랙제이션

몸의 벨런스를 되찾는 것은, 건강의 유지에 빠뜨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미용•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개운관E&E는 당신에 “할 마음”랑 ”원기”를 

드리겠습니다.

불안•헤맴•고민를 혼자서 안지 않고 

상담해주세요.

건강이니만큼 예쁜 손톱에 된다.

기본적인 기술이랑 최적인 기술으로 대응합니다.

건강이니만큼 예쁜 손톱에 된다.

기본적인 기술이랑 최적인 기술으로 대응합니다.

일본요리 "나다만" 가 프로듀스 하는

다이닝•레스토랑 &시가 바

화식를 중심으로 약200종류의 아 라 카르트요리 

본격코스가 10종류 이상

사토요스케 직영점 1860년부터 변하지않은 본고장 맛
접대부터 가족동반까지 폭넓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전 공정을 직접 손으로 해서만 낼 수 있는 독특한 목넘김과 
식감이있는 이나니와 우동은당연, 아키타 향토음식과 
사케등 아키타 본고장의 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비지네스로, 여러 신에서 활약

여기는 접대부터 프라이빗까지 넓게 이용되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리운 공간에서 드시는 막 튀겨 낸 

쿠시카츠.

제철인 식물부터 약 30개를 차례로 

튀깁니다

세련된 어른의 거리, 아카사카를 상징하는 사치스런 식의 공간.
뷔페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코너, 
아 라 카르트요리를 먹을 수 있는 살롱 코너, 
테라스 코너에서는 맛있는 커피를. 
3개의 공간을 즐겨주세요.

귀여운 Hooters 걸의 대접과 스포티한 분위기, 

서해안 요리가 자랑입니다.

여기는 플로리다에서 발상한 캐주얼 

레스토랑& 스포츠바. 일본 1호점입니다.

kaiunkan e&e  開運館E&E No.203

http://www.sushiden.co.jpURL
tokyusushiden@zc5.so-net.ne.jpE-mail

Nail +plus  ネイルプラス 【Union Pay】 No.204

akasaka zipangu superdining  赤坂ジパングスーパーダイニング No.205

akasaka yukun  赤坂有薫 No.208

Sato Yousuke 佐藤養助 【Union Pay】 No.209

sushiden  寿司田 No.210

kushinobo 八丁味處 串の坊 No.212

akasaka square dining  赤坂 スクエア ダイニング 

Hooters フーターズ 【Union Pay】 

【평일 토요일】 11:30～14:30（점심L.O.14:00）
 17:30～23:00（저녁L.O.22:00）
【일요일�공휴일】 11:30～15:30（점심L.O.15:00）
 17:30～22:00（저녁L.O.21:00）

OPEN

레스토랑 【평일】17:00～23:30（L.O.2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17:00～23:00（L.O.22:00）
 바 【평일】17:00～02:00（L.O.01:30）
 【토요일�일요일�공휴일】17:00～23:00（L.O.22:00）

OPEN

【평일 토요일】17:00～23:00（저녁L.O.22: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11:30～15:00（점심L.O.14:30）
【일요일�공휴일】17:00～22:00（저녁L.O.21:00）

OPEN
【평일】 11:15～14:30 / 
 17:00～22:00（L.O.21:45）
【토요일�일요일�공휴일】16:00～21:30（L.O.21:15）

【평일 토요일】 11:30～14:30（점심 L.O.14:00）
 17:00～22:30（저녁 L.O.21:30）
【토요일·일요일·일요일】17:30～22:00（L.O.21:00）

【평일】 11:30～14:00 / 
 17:00～22:30（L.O.21:30）
【토요일�일요일�공휴일】11:30～22:00

OPEN

OPEN

【 평일 】 7:00～22:00
【토요일】 8:00～20:00
【일요일�공휴일】8:00～19:00

OPEN

11:00～15:00（점심）
15:00～17:00（티타임）
17:00～23:00（L.O.22:00）

OPEN

OPEN

살롱 코너 【평일】6:00～24:00（L.O.23:30）
 【주말】6:00～22:00（L.O.21:30）
테라스 코너 12:00～19:00（L.O.18:30）

OPEN

11:30～23:00
（L.O 식품22：00　음료22：30）OPEN

【평일 토요일】 17:00～25:00（D.C.22:30）
【일요일�공휴일】 17:00～23:00（D.C.21:45）OPEN

【평일】11:30～14:30  17:00～23:00
【토요일�공휴일】16:00～23:30OPEN

11:00～23:00
【금요일】11:00～28:00（L.O.27:30）OPEN

Restaurant & Cafe

Yona Yona BEER WORS よなよなビアワークス 赤坂店
일본 맥추를 더 맛있게 느낄 수 있는 키친

No.217

chenmapo-doufu 中国名菜 陳麻婆豆腐

다양하고 깊숙한 맛의 쓰촨요리에 

입맛 다실 거예요.

강약이 있는 여러 맛을 즐겨주세요.

11:00～23:30（ L.O.23:00）OPEN

11:00～22:00（L.O. 21:30）OPEN

11:30～14:00 / 17:00～22:00OPEN

restaurant istanbul  レストラン イスタンブール 

매혹적인 터키요리랑 벨리 댄스를 노포 
레스토랑에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즐겨주세요.
일본에서는 세계3대 요리라고 칭하는 
터키요리. 여기는 디너 타임에 벨리 
댄스 쇼를 합니다.

tully's coffee  タリーズコーヒー

소재, 수제, 편히 쉼… 모든 것은 아름다운 

한 잔을 위해.

코피 한 잔 한 잔을 손수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No.226

restaurant stockholm レストランストックホルム  【Union Pay】

스웨덴 왕실도 절찬한 일본에서 유일한 “스모커스보드”

스모커스보드라는 것은 뷔페같은 것으로, 

60가지 이상의 요리가 늘어서요. 

스웨덴 왕실도 절찬한 맛을 즐겨주세요.

No.1081F

No.1091F

No.1101F

No.B101B1F

No.B102B1F

NINJA AKASAKA ニンジャ アカサカ  【Union Pay】

헬시한 창작 요리랑 노는 마음이랑 함께 즐길 수 있다.

전국 시대의 닌자 대지같은 개실이나 

장식되어 있습니다.

ginza ten-ichi 銀座天一  【Union Pay】

다실풍으로 지은 건물의 차준한 공간 안에서 막 튀겨 

낸 일품을 맛있게 드세요.

숙련의 직인이 정성 들여 튀긴 덴푸라는 바로 

구극의 일품입니다.

Tang Dynasty Toshomen  唐朝刀削麺

일본에서 먹는 미식의 거리 ”시안”

숙련의 요리인과 면점사가 만든 본장의 

시안 요리를 맛있게 드세요.

Saizeriya サイゼリヤ

이탈리아요리를 선뜻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싸게 맛있는 것을 손님에게” 

그런 생각부터 태어난 사이제리아. 

맛있는 요리랑 와인을 즐기세요.

AKASAKA EXCEL HOTEL TOKYU  赤坂 エクセルホテル東急  【Union Pay】

아카사카미츠케역에서 내려다보는 발군의 로케이션. 

일도 오락도 아는 어른이 모이는 오아시스.

어른의 비밀 기지”를 태마로 리뉴얼해서 새로운 

호텔 스테이를 제인하고 있습니다.

http://www.yonayonabeerkitchen.com/URL

Services   Restaurant & Cafe
No.2192F

No.2202F

No.2232F

No.2062F

No.2152F

No.3062F

No.1031FNo.140114F

No.3023F

No.3033F

No.3083F

No.3093F

No.3113F

No.2012F

宴

宴

宴

宴

宴

10：00～20：00OPEN

11：00～20：00OPEN

11：30～20：00OPEN



No.203

No.204

No.205

No.208

No.209

No.210

No.212

No.213

No.217

No.226

No.1011F

No.1021F

No.1041F

No.1051F

No.1061F

No.1071F

No.224.225

贈お持帰り専門
take out

No.1111F

No.1121F

No.1131F

No.4024F

No.4034F

No.3013F

No.3103F

No.2072F

No.2162F

No.2182F

No.221

No.202

에스컬레이터（야외） 계단（야외）계단에스컬레이터

패션 & 상품 레스토랑 & 카페 화장실

엘리베이터

서비스

FLOOR MAP

※영업 시간 등 을 변경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L.O. 라스트 오더  ※D.C. 문 닫기

…연회 예약 접수 합니다宴 …선물贈

가이드 표기 주의

Fashion & Goods

rosegarden ローズガーデン【Union Pay】
어른의 장난기가 있는 임포트 셀렉트 숍

다른 가게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이 있는 상품이, 

캐주얼스타일부터 포멀스타일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꼭 당신이 어울리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lilyalice リリーアリス【Union Pay】
세계중의 유니크한 소재를 엄선. 

장난기가 많이 있는 오리지널 프레타포르테.

리리앨리스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양복이 

고성적인 당신을 꿈의 세계에 유혹합니다.

seikado  京焼・清水焼 青花堂【Union Pay】
교야키•기요미즈야키 세이카도
아카사카의 전통공예품인 교야키•기요미즈야키의 
전문점 실적과 신용의 세이카도가 수도권에서 유일한 
교야키의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교토이외에서 많은 
교야키를 파는 가게는 이가게밖에 없어요.

akasaka yu gallery  赤坂游ギャラリー【Union Pay】
일본을 대표하는 공예미슬의 작가작품이 모이는 전문갤러리
메이지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일본공예미슬를 
대표하는 작가의 개인전을 중심에 일본, 조선, 
중국고미슬의 기획을 한달에 한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ＫＵ-ｕ クゥー
반짝반짝하는 예쁨이 컨셉트. 
당신만의 오리지널 상품을 찾아보실래요?
한달에 한번 오너가 스스로 유럽에가서 유행하는 
아이템을 셀렉트하고 있습니다. 고성적인 스타일이 
좋아하시는 고객님이에게는 짝 맞는 가게입니다.

edom  ディズニー公認ギャラリーエドム【tax free】
차분하는 분위기의 갤러리에서 디즈니 작품을 즐겨주세요.

디즈니의 귀중한 셀화. 피겨를 팔고 있습니다. 

상품의 지식이 풍부한 스태프가 대응합니다.

herbette エルベート
누구나 뒤돌아볼 정도로 고저스&리치한 모피를 팔고 있습니다.

리치한 페션을 노리는 여성에게 최고급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mariage akasaka  マリアージュ赤坂 【tax free】
재킷부터 액세서리까지 이쁘게 코디네이트.

여러 가지팔고 있고 인기한 부티크입니다.

sina cova  シナ コバ  【Union Pay】
세계에서 사랑받은 지중해의 고급 마린 웨어

마린 웨어위 기능성이랑 페션성을 겸비해서 

「시나 코바」의 웨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프렌드입니다.

Fashion & Goods

hilda  ブティック　ヒルダ【Union Pay】
멋진, 미시즈를 위한, 클로젯 안같은 셀렉트 숍.

이쁜 색갈로 착용감이 좋은 양복이 팔고 있습니다.

angelo アンジェロ
신물지향부터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분까지 폭넓게

센스가 좋은 신기 쉬운 구두를 유럽에서 엄선한 것 

밖에 팔고 있습니다.

soleil  インポートランジェリー ソレイユ
임포트 란제리 솔레유

멋진 여성은 란제리도 사치를 부려서.

new hanatomo ニューハナトモ
관련기업의 도매시장에서 신선한 꽃이나 관엽 식물을

다른 가게엔 없는 개성적인 꽃이나 관엽 식물을 

제공합니다.

ginza eikokuya 銀座 英國屋【Union Pay】【tax free】
오더메이드이니만큼 얻을 수 있는 모양이랑 착용감

침착한 분위기를 가진 점내에서 오더메

이드의 매력은 제안합니다.

BANG & OLUFSEN バング ＆ オルフセン【Union Pay】 
기능미의 지, 북구에서 닿는 영원한 쓸 수 

있는 인테리아오디오.

지금 화제인 북구제품, 영원하게 애용할 수 있습니다.

godiva ゴディバ 
세계의 사람들 사랑받은 벨기에를 대표하는 

고급초콜릿 브렌드.

상질으로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는 초콜릿을 

제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italiya  伊太利屋【tax free】
이타리아랑 일본의 미위식이 융합한 상품이 미력적.

컨셉트는 “야생의 엘리건스”사고 싶은 꼭 여기에 

있습니다.

7-eleven  セブンイレブン【Union Pay】【tax free】 
편화한 니즈에 대응한 편리한 가게.

국내최대의 점포망을 자랑한 편의점입니다.

【 평일 】9:30～20:00
【토요일 일요일】9:30～19:00
【공휴일】9:30～18:00

OPEN

Fashion & Goods　　Services

lake alster レイク アルスター

섬세한 꽃들이 피는 셔닐사섬 아이템

독일의 고급한 수직천 셔닐사섬. 

많은 상품을 갖췄습니다.

MINORI ミノリ
60년대의 엘리건스스타일로 어른여성을 개성적으로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까지 즐거주세요.

No.203

gem geagan ジェム　ジーガン【Union Pay】

창업1976년이래, 아카사카 한 즐기의 주얼리 숍

상질으로 세례 받은 디자인인 주얼리를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갖췄습니다.

No.204

shimazaki eye clinic 島崎眼科

눈의 상담을 고도한 의료기술으로 대응합니다.

안과정문의의한 고도한 의료기술의 제공을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

akasaka mitsuke plaza dental  赤坂見附プラザ歯科
구강내에대해는 이무거나 상담해주세요.

20년이상의 실적으로 당신의 이의 건강을 

서포트합니다.

beauty salon tanaka  ビューティーサロン タナカ 

전국80점포을 차리는 노포토털 미용살롱

토털한 미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HBA  hairdressing ohba へアドレッシング

건강한 머리는 두피부터 성장합니다.

오바식 셀레이션으로 두피의 환경을 갖춥니다.

zwei akasakamituke ツヴァイ赤坂見附

우리 매리지 컨설턴트가 최고인 만남을 서포트합니다

매리지 컨설턴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의 

합친 결혼 활동을 제안합니다.

hoken terrace 保険テラス

돈의 프로가 본각적인 “보험의 활용술”를 전수!

지금 필요한 “현명한 보험의 활용술”를 전합니다.

magic machine マジックミシン 

돈의 프로가 본각적인 “보험의 활용술”를 전수!

지금 필요한 “현명한 보험의 활용술”를 전합니다.

【영업 시간】 10：00～19：00
【  오픈  】 11：00～19：00OPEN

http://www.ohba.ne.jp/URL

【평일】 10:00～13:00
14:30～19:00（수요일13시까 지）OPEN

【평일 토요일】10:00～19:30
【일요일�공휴일】10:00～19:00OPEN

【평일】 10:00～13:00
 14:30～17:30OPEN

http://hoken-eshop.com/URL

http://www.edom.co.jp/URL

http://www.sanei-int.comURL

http://www.akasakayugallery.com/URL

11：00～20：00OPEN

11：00～20：00OPEN

11：00～20：00OPEN

11：00～20：00OPEN

nagamochiya ながもち屋【Union Pay】 
기모노 리사이클. 소중한 기모노니까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다!

당신의 소중한 기모노, 띠를 맡고 판매하는 안심의

「리사이클 위탁 판매」입니다.

11：00～20：00OPEN

11：00～20：00OPEN

11：00～20：00OPEN

11：00～20：00OPEN

11：00～20：00OPEN

11：00～20：00OPEN

11：00～20：00OPEN

11：00～20：00OPEN 11：00～20：00OPEN

10：00～19：00OPEN

10：30～20：00OPEN

11：00～19：00OPEN
11：00～20：00OPEN 11：00～20：00OPEN

10：00～20：00OPEN

11：00～20：00OPEN

11：00～20：00OPEN

24HOPEN

【평일 토요일】11：00～20：00
【일요일�공휴일】11：00～18：00OPEN

【평일 토요일】11：00～20：00
【일요일�공휴일】11：00～19：00OPEN

【평일】10：00～19：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10：00～18：00OPEN

http://www.italiya.com/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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